주주 제안
금호석유화학의 필수 개선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22 년 3 월 25 일 제 45 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저의 두가지 주주제안을 지지해주실 것을 동료 주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1. 배당 결의: 보통주 1 주당 배당금 14,900 원, 우선주 1 주당 배당금 14,950 원

•

배당성향은 향후 연결재무재표 기준 30%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하지만, 2022 년 화학업종의 다운사이클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배당성향 30% 대신 보수적인 21%를 제안하게 된 점 모든 주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금호석유화학이 현재 보유중인 17.8%의 자사주중
10%를 올해 안에 소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 제안의 문제점
•

창사최대 실적을 거둔 회사의 올해 배당안은 보통주 1 주당 10,000 원으로 연결
기준으로 14%에 불과하며 오히려 작년 19.9%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

회사의 주장대로 별도 순이익 기준일 경우, 2021 년 금호석유화학 전체 당기순이익
중 약 50%를 차지하는 금호피앤비 등 우량 자회사의 이익이 제외됩니다.

•

회사는 주총을 불과 3 주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1,500 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 규모는 현
시가기준으로 약 3%에 불과합니다.

•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기존 보유중인 17.8%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대한 처리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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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주총에서 회사가 한 약속들을 준수하게끔 이사회가 감시, 견제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1 년 주총 이후, 이사회의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자사주 소각은 불과 0.56%에 그쳤고 오히려 OCI 와 자사주를 스왑했습니다.
2. 배당은 여전히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고, 올해 회사의 배당성향은 연결기준 14%로
작년 19.9%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3.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4. 경영진의 보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보상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5.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 비연관 자산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7. 금호리조트는 엄청난 고가에 인수되었습니다.



문제점 있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독립성의 결여: 회사의 후보추천위원회는 과거의 행적을 볼 때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후보추천위원회1는 정진호, 이재경, 최도성 3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난 2018 년말 배임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은 박찬구
회장을 이듬해 3 월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정진호 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주총 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경영진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회사측 후보자들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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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3 분기 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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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박상수 후보자는 SKC 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14 년 동안 역임했으며 현재 1 심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은 최신원 (전) SKC 회장의
재판2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자는 검찰의 신문에 SK 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과나 배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4 년 동안 SKC 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했던 박후보자가
경영진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박후보자는 총수의 경영권 행사를 제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는 박후보자가 증자의 대상이었던 SK 텔레시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유상증자를 동의하였거나 혹은 상황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식이건 박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런점에서 박후보자는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주제안 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이유

이런 문제점이 많은 회사측과는 달리 주주제안 측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금호석유화학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을 갖고 회사와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o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o

지난 3 년 동안 회사와의 거래: 없음

이성용 후보자의 AIA 생명보험에서의 보상위원 및 감사위원으로의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 최고 경영층의 연봉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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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C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본인 소유의 앤트개발에 SKC 와 SK 텔레시스등 계열사 6 곳에서 총

2235 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당시 최신원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SKC 는
자회사 SK 텔레시스의 두 차례 유상증자에 총 236 억원을 출자하였으며 그 후, SK 텔레시스가 골프장을 개발하는 앤트개발에
155 억원을 무상 대여했습니다. 그 후 앤트개발이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000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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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후보자는 M&A, 합작사 설립, 신규사업 발굴, Transformation 등 30 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는 향후 금호석유화학의 신규 성장 동력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후보자의 해외에서의 오랜 업무와 거주 경험은 매출의 70%가 해외 수출에서
발생하는 금호석유화학에 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함상문 후보자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회사 경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용, 함상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기존의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향후 회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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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세계에 70 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는 3 대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 베인&컴퍼니의 글로벌 디렉터로, 한국대표, 아시아 금융대표,
아시아인 최초로 베인 글로벌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베인의 최고
의사결정체인 글로벌 이사회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금융권과 사모펀드
대상으로 M&A, 합작사 설립, 신규사업 발굴, Transformation 관련한 30 년 이상의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는 향후 금호석유의 신규 성장 동력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후보자는 최근까지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을 총괄하였으며, 신한금융그룹의
2,400 명의 IT 와 Digital 인력을 관리하는 그룹 CDO (최고 디지털 책임자)와 자회사인
신한 DS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IT 에 대한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과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IT 통합 작업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상장 회사를 포함한 국내 다수의 기업 및 공기업(현대무벡스, AIA 생명보험,
LG 디스플레이, 우정사업본부등)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대표로서의 지식, 감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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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수의 대학에서 약 40 년동안 재무학(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및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후보자는 정부, 공기업(재정경제부, 한국은행, KOICA,
한국가스공사등)등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쌓았습니다.
후보자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금호석유화학의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진 및 다른 사외이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회사 경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시,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적절하게 자본이 배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후보자의
폭넓은 재무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함상문 후보자는 KB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리스크관리 위원을 역임했으며
두산건설에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조직에서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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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2021 년 주주총회를 겪으면서 금호석유화학("회사")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1: 자사주 소각은 불과 0.56%에 그쳤고 오히려 OCI 와
자사주를 스왑했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회사는 보유중인 17.8%의 자사주에 대한 처리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1 년 12 월 OCI(코스피)와 각자의 자사주를 맞교환(스왑)했습니다. OCI 로
맞교환된 0.6%의 자사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은 의결권 및 1 주당 배당금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는 “사업적 제휴”라는 명목하에 OCI 라는 우호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2 월
이용우 의원은 자사주 맞교환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OCI 와의 스왑과 별개로 0.6%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이는 타회사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23%의 전체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회사는 주총을 불과 3 주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1,500 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 규모는 현
시가기준으로 약 3%에 불과합니다.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제안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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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보유중인 18%의 자사주중 10%의 소각을 요청하며
내년까지 잔여 자사주의 완전 소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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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2: 배당은 여전히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고 올해 회사가 제시한
배당안은 연결재무재표 기준 14%로 오히려 작년 19.9%보다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회사가 제시하는 주당 10,000 원은 연결기준으로 배당 성향 14%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연결 순이익 기준 19.9%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배당정책의 하향입니다.



회사는 우량 계열사의 실적을 제외한 금호석유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배당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제안 및 근거: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30%의 배당성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금호석유화학의 배당은 경쟁사 및 코스피 평균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연결기준 14%는 경쟁사 평균 뿐만 아니라 코스피 평균인 32%
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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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량계열사의 실적을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1 년, 계열사들은 금호석유화학 전체 당기순이익 중 약 50%를 차지합니다.



회사는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피앤비") 실적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향후

손익 추정이 어려운 바 안정적 배당 성향 유지를 위해 별도 재무재표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장과 달리, 피앤비는 지난 10 년동안 2013 년 한 해 영업손실
200 억원을 낸 것을 제외하고 연간 평균 무려 1,600 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였던 2021 년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11 년~20 년의 평균
영업이익은 760 억원에 달합니다.

C. 회사는 새로운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배당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21 년 회사는 금호리조트와 금호폴리켐("폴리켐") 잔여지분 50%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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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3: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회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후,
현재 백종훈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3



2021 년 6 월 회사가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때,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하였지만 여전히
금호석유화학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지난 5 월 24 일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4

3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22

4

http://www.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2048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240262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2414184729457a517a52c2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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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4: 경영진의 보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보상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호석유화학의
회장직을 유지하며 정유/화학 업계 연봉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5



회사는 3 명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21 년 6 월 설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회사 경영 성과에 경영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한 성과급 구성 항목이 어떤 것인지 성과는 개별재무재표 기준인지
연결 기준인지 아무것도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임원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너스와 스톡옵션,
기타 다른 보상액을 구분해서 발표하고, 임원 보수가 회사 경영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종 산업과의 비교를 포함한 회사 성과와 주주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래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820010005109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331010012406
http://news.tf.co.kr/read/economy/1787571.htm
http://news.tf.co.kr/read/economy/17495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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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5: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2021 년도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은 약 3.6%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21 년 3 분기이후 "피크아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4 분기부터 다운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선제적인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Core 사업 집중 육성 (4 조원)


회사는 울산 공장 내 NB 라텍스 증설에 2,500 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텍스 이익은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공급 과잉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게 있지만, 회사는 대규모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NB 라텍스 증설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말레이시아 해상운임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현지가 아닌 특히 국내에서의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6

6

전세계 NB 라텍스 70~80%는 말레이시아에서 소비되며, 향후 3 년간 경쟁사들의 증설물량은 92 만톤에 달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만 LG 화학 24 만톤, Synthomer 20 만톤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

B.

Base 사업 수익성 개선 (3.2 조원)


합성 수지 부문과 금호피앤비 페놀 사업을 회사의 주력 사업인 합성 고무 수준으로
성장시키려 하지만, 회사는 피앤비를 계속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C. 신성장 플랫폼 확보 (1.7 조원)


지난 1 년간 의미 있는 규모의 투자는 금호리조트 인수와 폴리켐 잔여지분 50%
인수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CNT 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LG 화학, SK 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등 국내 경쟁사들은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화학 업종 특유의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한 신성장 플랫폼 확보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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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21 년 12 월 31 일 기준. Capital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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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6: 비연관 자산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실상:



21 년 9 월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29,000 원대로 회사가 처음 취득했던 가격이나
공정가치 보다도 높은 "적정 가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매각 하지 않았고, 그 후 주가는 17,000 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1 년 6 월 대우 건설 주가는 지난 2015 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회사는
매각을 하지 않고 그 후 6 천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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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 7: 금호리조트는 엄청난 고가에 인수 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약속:

(금호석유화학 제 44 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회사는 2021 년 3 월 기업가치 7,000 억 상당(부채까지 포함)에 금호리조트를
인수하였으며, 이는 금호석유화학 시가총액의 무려 15%에 해당합니다.



2020 년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5,800 억원(당시 창사이후 최대치)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텔, 리조트 체인의 밸류에이션은 회사가 주장하는 부동산 가치
평가가 아닌 EV/EBITDA 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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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한해 동안 지키지 않은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주 소각은 불과 0.56%에 그쳤고 오히려 OCI 와 자사주를 스왑했습니다.
2. 배당은 여전히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고, 올해 회사의 배당성향은 연결기준 14%로
작년 19.9%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3.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4. 경영진 보상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보상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5.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 비연관 자산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7. 금호리조트는 엄청난 고가에 인수되었습니다.

작년 주주총회때 저의 주주제안에 대응책으로 회사가 발표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 주가는 현재 15 만원으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현 경영진은 주주가치를
제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변화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며, 이번 주총은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45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료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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